영구기금 관리위원회
1. 목적 및 역할
1) 영구기금의 정의: 영구기금은 원금을 보존하면서 교회에 영구적으로 특별한 소득이
생기도록 할 목적으로 교회의 통상적인 운영자금 이외에 추가로 조성 및 기탁된
기금을 말한다.
2) 영구기금 소득의 사용: 영구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교회의 통상의 운영자금
이외에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3) 영구기금 관리 위원회는 영구기금의 보존, 관리 및 지출을 담당한다.

2. 조직 및 활동
1) 영구기금 관리 위원은 임명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영구기금 원금의 보존관리 방법과 현황에 대해서
심의한다.
3) 특별한 지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모임을 가져서 결정한다.
4) 위원회는 연 1회 영구기금 관리 현황을 교인들에게 공개하고 보고하여 영구기금의
조성을 촉진한다.

3. 영구기금의 종류
영구기금은 기탁자의 의도에 따라서 일반기금과 지정기금으로 구분한다.
1) 일반기금: 기탁자가 특별한 지출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의 목회
일반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한다.
2) 지정기금: 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맡긴 기금으로서 KUMC 장학금,
장대욱 장로 문학 장학금, 윤치호 장학금, 웅수 시니어 기금 등이 그 예이다.

4. 영구기금 원금의 보존 원칙
교회 전체의 영구기금 원금은 통합하여 보존 및 운영하되, 교회의 통상 운영자금과는
별도의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여, 그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을 개별 영구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라서
지출한다.

5. 영구기금의 지출
1) 개별 영구기금의 지출 원칙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할 때에 수립한다.
2) 영구기금 사용 신청서: 영구기금의 지출은 영구기금 사용 신청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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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간지출 총액: 위원회는 연간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 기금의 수익 현황을 고려하여
연간 지출 총액을 예정한다.
4) 정기적인 지출: 영구기금의 지출이 일정한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자금을 사용할 사용주체와 영구기금 관리 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지급대상의 선정 방법과 지출금액, 지출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이 기준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지출한다. 예를 들어서 장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KUMC 장학금과
윤치호 장학금을 지출한다.
5) 비정기적인 지출: 비 정기적인 지출은 매번 영구기금 사용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실시한다.
첨부물:
1) 영구기금 기탁서
2) 영구기금 사용신청서
3) 2013/2014 영구기금 운영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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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CGW Permanent Endowment Fund and
KUMC Building Reserve Endowment Fund

목적
영구기금은 유증(Heritage) 등의 목적으로 우리 교회에 기부된 재산을 적절한 장기투자를
통해 영구적으로 유지 활용하기 위한 특별 목적 기금입니다. 교회는 이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영구기금관리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버지니아연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영구기금의 원금을 Virginia Foundation (UMC)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고, 매년 그 투자
수익을 따로 떼어 내어 교회와 관련된 여러 일에 사용합니다.
현재 우리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영구기금이 있습니다.
1) KUMCGW Permanent Endowment Fund
2) KUMC Building Reserve Endowment Fund (New Acct June 2014)

역할 #1: (Permanent Endowment Fund)
영구기금으로 버지니아연회에서 관리하는 금액은 투자성과 지출 규모, 신규 기증에 따라 항상
변동합니다. 2015년 5월 기준 영구기금의 규모는 약 $449,225.00입니다.
연회에서는 현재의 금융 환경 하에서 연평균 투자 수익률을 5% 정도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매년 기금의 5%를 (현재 기금 규모 기준으로 $20,000.00) 영구기금위원회 명의의 계좌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2012 UM Foundation of VA $ 19,499.03
2013 UM Foundation of VA $ 20,433.91
2014 UM Foundation of VA $ 21,036.53 (will Withdraw Fund)

영구기금: Distribution (지출)
일반기금: 선교 (속회사역) 사랑, 특별 구제 Matching Fund
From 2012 to 2014 $500.00 Matching Fund
From 2015

$300.00 Matching Fund

2013 지출: 속회 점심 사역 ($12,716.15)
2014 지출: 속회 점심 사역 ($14,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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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정기적으로

윤치호 선생 ($4,000)
조영진 감독 ($5,000)

응수아카데미 점심 사역 봉사:일 년 2회($500.00/each)

역할 #2: Building Reserve Endowment (새로운 영구기금 2014년 6월)
영구기금은 무명의 장로님이 기증해 주신 시가 $103,000 상당의 상장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증하신 분의 뜻을 따라 와싱톤한인교회 맥클린 캠퍼스의 시설 관리 목적으로 사용
됩니다. 기금의 관리 주체와 수익의 사용 한도는 Permanent Endowment Fund의 경우와
같습니다. 시설의 관리 (Maintenance/Improvement)는 기존 건물의 관리, 수리 및 소규모
의 개선으로 좁게 해석되며 건물의 신축, 증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Up to May 2015 Portfolio Summery
시설관리 영구기금의 규모는 약 $109,933.10입니다. (2015년 5월 기준)
영구위원 관리위원회 팀은 일 년 2번 만나고 버지니아연회 감리교회 이사님
(Mr. Stephen Clark)을 모시고 ANNUAL REPORT를 보면서 영구기금에 대하여
서로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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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금 사용신청서

1219 Swinks Mill Road
McLean, VA 22102
Office: 703-448-1131
Fax: 703-448-5384

Endowment Fund Information
Name of Donor:
Address:

Phone #:

Amount of Fund:

Date of Fund
Establish:

Name of Fund Designated by Donor:
Sources of Fond:

Bequest, Life Insurance, Trust Outright,

Contact Person:

Phone #:

Objectives and Restrictions of Fund as Intended by Donor:

Prepared b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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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KUMC 영구기금 선교기금 Matching Fund 신청서

1. 2015년 1월 1일부터 속회 점심 사역 모금 액수의 $300까지 100% matching 해 드립니다.
(예: 속회 점심 사역에서 $600 모으시면 영구기금에서 $300 matching 하여 $900을 후원 하실 수
있으며, $300을 모으시면 $600을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2. 영구기금 Matching Fund는 오직 점심 사역 이익금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3. 선교비 지급은 국내 선교지(USA)에 한하여 KUMC 회계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국외 선교 대상자 지불은 각 속회에서 교회에 신청하신 후 지급된 수표를 환불하시어 직접
보내시어야 합니다.
4. 점심 사역 모금액을 교회 헌금으로 내실 때 교회사역경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Matching Fund
신청서 copy와 함께 제출하시며, 경비 신청 금액은 Matchin Fund를 합한 금액을 신청 금액 란에
기입하시면 KUMC 회계는 Matching Fund가 입금되는데로 전체 금액을 후원하시는 선교지로
보내게 됩니다. 단 선교지가 한 곳 이상이면 모든 Information을 신청서 기타 메모 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이름, 주소는 모두 영문으로)
5. 영구기금 Matching Fund는 신청서에 의하여 KUMC Account에 적립된 후 모금액과 함께
선교 대상자에게 지급되니 가능한 한 점심 사역 수익금은 KUMC에 선교비로 헌금하시면 선교비
계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6. 선교비 Matching Fund에 대한 궁금한 점은 이주경 영구기금 회계 (703-539-84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Date of Claim:
속회/사역팀 속장/대표자 이름 Name:
연락처: 전화번호 (Phone):

e-mail:

점심 사역 날짜 (Date of Lunch Sale):

모금액 (Amount):

속장/사역장 서명 Signature:
후원 선교사/단체 Information: 이름 Name(영문)
주소 (Address):
City

Zip

기타 메모 (예: 국외 후원 선교사/단체를 위한 check 지불 대상자 이름과 주소)

영구기금 Matching Fund 지불 날짜

Check Number

영구기금 회계 Name & Signature
Print Name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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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C ENDOWMENT MATCHING FUND

영구기금/속회사역 선교 모금
속회사역팀에서 선교사역 모금을 위하여 점심 사역(Lunch Sale)하신 내용을 아래에
상세히 적어 모금액과 함께 영구기금 회계 이주경 권사님에게 보내주시면 후원하도록
정해 주신 선교사/선교단체에 MATCHING 금액을 보태어 보내드리고 수고하신
사역팀과 교회 재정팀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금하신 액수의 $300.00까지 100% Matching 해 드립니다.
(예: 속회 점심 사역에서 $600 모으시면 영구기금에서 $300 matching 하여 $900을 후
원 하실 수 있으며, $300을 모으시면 $600을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주경 영구기금 회계 (703-539-84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회/사역팀 이름:
사역팀 대표 이름 및 연락처:
점심 사역 날짜:
속장/사역장 서명:
모금액:
후원선교사/단체 이름(영문):
기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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